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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크기가 격히 증가하면서,맵리듀스를 이용하

여 조인질의를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하면 간 생성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고 디스크 입

출력과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하여 수행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

다.본 논문에서는 맵리듀스 임워크를 이용한 세타 조인에 해

간 생성 데이터의 크기를 최 75%를 여 수행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

는 향상된 세타 조인 방식을 제안한다. 한 디스크 입출력에 한 비용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세타 조인 알고리즘에 용하여 수행시간을 최소

화하는 데이터 분할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주요어:스트리 ,세타 조인,맵리듀스,데이터베이스,조인,하둡

학번:2011-2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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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조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있어 매우 요한 질의 하나이다.최근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격히 증가함에 따라 맵리듀스 임워크

[1]의 오 소스 버 인 하둡(Hadoop)[2]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던 조인 질의를 맵리듀스 임워크를 이용해

효율 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인 질의는 크게 동등조인(equi-join)과 세타 조인(theta-join)으로 나

수 있으며 맵리듀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들[3,4,5,6]이 존재한

다.이미 연구된 맵리듀스 기반의 동등조인[4]는 같은지 비교하려는 컬럼

을 기 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며 매우 효율 으로 동작하지만 분할된 데

이터가 모두 메모리 안에 장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 메모리 부

족 시 성능이 격히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맵리듀스를 이용해 세타 조인을 처리할 수 있는 연구[3]에서는 동등조

인과 달리 메모리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할 데이터를 메모리에 장

될 수 있는 크기로 미리 작게 나 기 때문에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성능

하는 생기지 않는다.세타 조인을 수행할 때는 데이터의 분포에 한

히스토그램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비교연산을 이기도 한다.하지만 히

스토그램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맵리듀스의 간 생성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서 수행시간이 격히 증가하는 문제 이 있다.

[5]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은 멀티웨이 세타 조인을 처리할 수 있지만

데이터 분할에 해서는 [3]에서 제안된 방법을 확장해 용하고 있어

세타 조인에 한 새로운 데이터 분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맵리듀스를 이용해 조인 질의를 처리할 때는 분산 일시스템에 장되

어있는 데이터를 이용하고 맵리듀스 임워크에 맞춰 로그램을 작성

해야 하며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던 방법을 그 로 옮겨오기 힘들다.이 때

문에 맵리듀스를 수정하거나[7]분산 데이터베이스와 맵리듀스의 오 소

스 버 인 하둡 간의 성능을 비교하는 등 다양한 연구[6,8]도 이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맵리듀스를 통해 수행하는 기존의 동등조인 세타 조

인 방법들을 알아보고 데이터의 분할 방법을 개선한 ‘스트리 세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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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제안하며 맵리듀스로 세타 조인을 수행할 때 입력 데이터가 크면

서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성능이 향상됨을 보인다.본 논문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 기존의 세타 조인 방식에 비해 디스크 입출력과 네트워크 송의

병목을 여 수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스트리 세타 조인 알고리즘

을 제시하 다.입력으로 주어진 테이블의 크기,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메모리 크기,맵리듀스 수행 시 발생되는 디스크 입출력 등의 상황을 고

려하는 새로운 데이터 분할 방법을 이용하며 기존 방식에 비해 더 간단

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할할 수 있다.

⚫ 맵리듀스를 이용해 조인 질의를 수행할 때의 동작 방식에 해 자

세히 알아보고 이에 한 비용모델을 제안하 다.이를 스트리 세타

조인에 용하여 계산된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데이터를 분할하면 실제

수행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2장에서는 련연구를 정

리하여 병렬 분산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임워크인 맵리듀

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고 맵리듀스를 이용한 동등조인 세타

조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3장에서는 기존의 세타 조인 방

식에서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있음을 보인 후 이를 여 수행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스트리 세타 조인’방식을 제안하고 이론 으로 성능을

분석한다.4장에서는 비용 기반 모델을 이용해 3장의 스트리 세타 조

인 방식의 비용을 측하여 수행시간을 최소화하는 데이터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인다.5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스트리 세타 조인

방식이 실제로 성능을 개선하며 비용모델이 실제 수행시간을 잘 측한

다는 것을 보인다.6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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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2.1.맵리듀스 임워크

장하고 처리해야할 데이터의 크기가 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데이

터를 처리하기 해 구 은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 장되어있는 데이터

를 자동으로 병렬 분산처리 해주는 맵리듀스 임워크(MapReduce

Framework)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맵리듀스 임워크는 사용이 쉬

우면서도 동시에 많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분산처리에 사용할 수 있어

재 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9,10,11,12]와 데이터마이닝

[13,14,15,16,17]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맵리듀스 임워크

의 오 소스 버 인 하둡이 존재하여 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논문

의 실험도 하둡을 이용해 진행했다.

맵리듀스 임워크는 수행해야 할 로그램을 하둡 클러스터의 각

컴퓨터로 송하고 실행한다.각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로그램은 map

과 reduce함수만 정의해주면 병렬 분산처리와 오류처리 등은 맵리듀

스에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서버 이 아닌 비교 고장이 발생하기

쉬운 컴퓨터가 수천 이상 연결된 클러스터에 해서도 비교 쉽게

모든 컴퓨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 이 있다.

맵리듀스 임워크에서 각 컴퓨터에 장되어있는 데이터를 한 코

드씩 읽어와 이를 map함수의 입력으로 주면 각 코드는 map함수의

정의에 따라 키(key)와 값(value)의 <k,v>들로 출력된다.이 게 출

력된 키-값 들은 키의 해시 값이 같은 들 끼리 한 컴퓨터에 모여

하나의 리스트로 reduce함수에 입력된다.이 리스트는 reduce함수의

정의에 따라 각 컴퓨터에서 일 처리되고 최종 결과물이 출력되어 다시

분산 장된다.

일반 으로는 이 게 map과 reduce라는 두 개의 함수만 정의해주어도

동작할 수 있지만 map과 reduce함수 수행의 간 단계에서 수행되는

함수들을 사용자가 추가로 정의해주면 기존 로그램을 최 화 하거나

더 다양한 기능의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map함수와 reduce함수

의 수행 사이에는 ‘셔 링’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는 다음과 같은 세 함

수에 의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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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맵리듀스를 이용한 WordCount 제

⚫ Partitioner-이 함수는 map함수에서 출력된 키-값 에 한 해

시 값을 생성하여 해당하는 번호의 티션에 할당한다.나 에 그 티

션 번호의 reduce함수에 해당 키-값 을 송하게 된다.해시 방식을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면 키에 한 해시를 사용한다.

⚫ SortComparator-이 함수는 map함수의 출력이 reduce함수에

리스트로 입력되기 에 정렬해 다.정렬 방식을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

면 키에 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다.

⚫ GroupingComparator– 이 함수는 키가 다르더라도 reduce함수

에 하나의 리스트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룹으로 묶을 수 있게(grouping)

해 다.그룹으로 묶는 방식을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면 한 리스트는 같

은 키를 가지를 키-값 들로만 구성된다.

각 단계의 동작 방식을 직 지정해 주기 해서는 map과 reduce함

수 이외에 각 단계별로 Partitioner,Sort Comparator와 Grouping

Comparator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추가로 작성해주어야 한다.

그림 1은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주어진 문서에서 각 단어의 빈도수를

세는 WordCount 제를 보여 다.먼 DFS(DistributedFileSystem)

에 장되어있는 문서가 map함수의 입력으로 주어지면 map함수에서

는 각 문서의 단어를 키로 하고 1을 값으로 하여 출력한다.이 키-값

들은 셔 링 단계를 거치면 키가 같은 들이 하나의 reduce함수의 입

력이 된다.그림 1을 보면 red라는 단어의 경우 두 개의 문서에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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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으며 map함수에서 <red,1>이 총 두 번 출력되었고,그림

1에서 선으로 묶인 것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 키-값 들이 하나의 리

스트가 되어 한 reduce함수의 입력이 되었다.reduce함수에서는 각 단

어마다 1로 주어진 값을 모두 더하여 해당 단어에 한 빈도수를 구할

수 있는데 red에 한 빈도수는 1을 두 번 더해 2를 얻는다.이 값은 해

당 단어와 함께 reduce함수의 최종 출력이 되어 다시 DFS에 장된다.

2.2.맵리듀스 동등조인

동등조인은 주어진 두 테이블 R과 S에서 비교하려는 컬럼의 값이 같

은 모든 코드 을 찾는다.맵리듀스를 이용하는 동등조인에는 표

리 티션 조인(StandardRepartitionJoin,SRJ),향상된 리 티션 조인

(ImprovedRepartitionJoin,IRJ), 로드캐스트 조인 (BroadcastJoin),

세미조인(Semi-Join)과 퍼스 릿 세미조인(Per-SplitSemi-Join)등의 방

법이 존재한다[4].데이터의 크기나 데이터 분포에 따라 각 방식의 성능

이 달라지지만 이 부분에 해 IRJ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

문에 여기서는 제일 기본 인 방식인 SRJ와 이를 개선한 방식인 IRJ에

해 설명한다.

2.2.1.표 리 티션 조인(SRJ)

SRJ는 테이블 R과 S의 코드들을 맵리듀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비교하려는 컬럼을 키로 하고 이외에 질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컬

럼들과 테이블 이름을 묶어 값으로 하여 키-값 을 만든다.이 게 생

성된 키-값 들이 map함수에서 출력되면 셔 링 단계를 거쳐 키가 같

은 코드들이 임의의 순서로 하나의 reduce함수에 입력된다.reduce

함수에서는 입력받은 코드들을 테이블 이름에 따라 리스트를 둘로 나

눠 모두 메모리에 장하고 메모리 안에 장된 두 테이블 간에 조인을

수행한다.

그림 2는 SRJ의 제를 보여 다.테이블 R과 S가 DFS에 장되어

있을 때 컬럼 B의 값이 같은 테이블 R과 S의 코드 을 찾는 동등조

인을 생각해 보자.SRJ는 map함수에  코드가 입력되었을 때 컬럼

B인 1이 키가 되고 테이블 이름인 R과 코드 체의 묶음인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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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표 리 티션 조인의 제

이 값이 되어 <1,(R,,1)>이 출력된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모

든 코드에 해서도 출력이 끝나면 셔 링 단계를 거쳐 키가 같은

들끼리 하나의 리스트로 reduce함수의 입력이 된다.여기서 키가 1인

값들이 한 reduce함수의 입력이 되면 reduce함수에서는 값을 보고 테

이블 R과 S에 따라 분리하여 메모리에 장하며 메모리 안에서 두 테이

블 간에 조인을 수행하고 최종 결과를 다시 DFS에 기록하게 된다.하지

만 reduce함수의 입력 리스트가 모두 메모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

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코드가 reduce함수의 입력으로 주

어지면 메모리에 장되지 못하는 코드는 가상메모리로 디스크에 장

된다.조인을 수행하면서 이 게 디스크에 장된 코드를 많이 읽게

될 수록 성능 하가 커지게 된다.

2.2.2.향상된 리 티션 조인(IRJ)

IRJ는 SRJ의 이런 단 을 개선한 방식이다.맵리듀스 셔 링 단계의

Partitioner,SortComparator와 GroupingComparator에 한 함수들을

별도로 정의해주어 테이블 R과 S의 코드들 테이블 R의 코드들

이 reduce함수 리스트의 앞부분에 오고 테이블 S의 코드들은 그 뒤

에 오도록 한다.reduce함수는 리스트를 순서 로 읽으므로 먼 리스

트의 앞에 있는 테이블 R의 코드들을 읽으면서 메모리에 장하고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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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향상된 리 티션 조인 제

이블 S의 코드들은 스트리 방식으로 하나씩 읽으면서 이미 메모리

에 장되어 있는 테이블 R의 코드들과 조인을 수행한 후 메모리에

장하지 않으므로 테이블 S의 코드들에 한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IRJ에 비해 메모리가 부족할 가능성이 어든다.

그림 3은 IRJ의 제를 보여 다.이 제도 그림 2에서와 같이 테이

블 R과 S가 DFS에 장되어 있을 때 컬럼 B의 값이 같은 테이블 R과

S의 코드 을 찾는 동등질의를 가정해 본다.map함수에 테이블 R의

코드가 컬럼 A은 ,컬럼 B가 1로 입력되었을 때 IRJ의 방식에서는

키에 컬럼 B인 1뿐만 아니라 테이블 이름인 ‘R’도 포함되어 (1,R)이

된다.값은 표 리 티션 조인의 경우와 같이 (R,,1)이 되어 <(1,

R),(R,,1)>이 map함수에서 출력된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모

든 코드에 해서도 출력을 한다.

IRJ는 테이블의 이름이 다르더라도 키에서 컬럼 B부분만 같으면 해

당 키-값 들을 하나의 reduce함수의 입력이 되게 해주고 셔 링 단

계를 통해 키의 컬럼 B와 테이블 이름에 해 정렬을 한다.이후 컬럼

B가 같은 키-값 들을 하나의 reduce함수의 입력으로 주면 그림 3의

reduce함수의 입력 데이터와 같이 테이블 R의 코드들이 테이블 S의

코드들 앞에 입력된다.그러면 reduce함수에서는 리스트를 하나씩 읽

으면서 테이블 R의 코드들은 모두 메모리에 장하다가 테이블 S의

코드를 읽으면 이것을 이미 메모리에 장되어있는 테이블 R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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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과 조인을 수행한 후 조인 조건에 맞는 코드들을 결과로 하여

DFS에 출력한다.reduce함수에서 그 다음 코드를 읽을 때 이미 읽었

던 테이블 S의 코드는 메모리에 장하지 않으므로 표 리 티션 조

인에 비해 메모리가 부족할 가능성이 어든다.하지만 테이블 R의 코

드들을 메모리에 장할 수 없으면 디스크 근의 증가로 성능 하가

생긴다.

2.3.맵리듀스 세타 조인

맵리듀스 세타 조인(MBT)[3]은 동등조인뿐 아니라 컬럼 간의 크기 비

교 연산도 포함하며 임의의 조건을 포함하는 조인 질의도 처리할 수 있

다.하지만 티셔닝 방법이 복잡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 많은 수행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맵리듀스 세타 조인은 조인의 수행시간을 이기

해 히스토그램을 활용하기도 한다.테이블 R과 S의 히스토그램을 활

용하여 조인작업 처리에 한 격자 역들을 만든 후 질의 조건을 만족

하지 않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역은 계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 량

을 인다.하지만 사용자 정의 함수가 사용되는 등 격자의 역에서 결

과가 나오지 않는 역을 제외하기 어려워 히스토그램을 활용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계산 량을 이지 못한 채 조인을 수행하기도 한다.MBT

는 히스토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방식과 히스토그램을 활용하는 방식

(M-Bucket-I)을 포함한다.MBT는 한 reduce함수의 메모리 크기에 맞

게 데이터를 잘게 나눠 송한 후 각 reduce함수로 입력되는 테이블 R

과 S의 모든 코드를 메모리에 장하고 조인을 수행하므로 가상 메모

리에 한 디스크 근으로 인한 수행시간 하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시간과 치 정보를 가지는 테이블 R과 S에서 시간과 경도는

같고 도의 차이가 10이내인 두 지 을 모두 찾기를 원한다고 하자.

그림 4는 이러한 질의에 한 SQL문을 보여 다.그리고 그림 5(a)는

테이블 R과 S에 해 그림 4의 질의를 했을 때 히스토그램을 이용해 결

과가 나올 수 있는 역을 음 으로 보여 다.그림에서 작은 사각형은

히스토그램을 이용해 생성한 조인 질의 처리에 한 격자 역이며 ~

와 ~은 테이블 R과 S에서 해당 범 의 코드 집합을 나타낸

다.흰색 역은 조인될 필요가 없는 역이며 선의 사각형 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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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R.datetime,R.longitude,R.latitude,S.latitude

FROM R,S

WHERER.datetime=S.datetime

ANDR.longitude=S.longitude

ANDABS(R.latitude– S.latitude)<=10

그림 4.실험에 사용된 질의

그림 5.기존 세타 조인(MBT)에서의 분할

reduce함수에서 한 번에 처리될 역이다. 선의 사각형의 가로와 세

로 길이의 합이 거의 일정한데 이는 한 reduce함수에서 처리되는 입력

데이터가 모두 메모리에 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한 reduce함수에서 10개의 코드를 메모리에 장할 수

있다면 R에서 4개,S에서 6개의 코드를 한 티션에 할당해서 조인을

수행할 수 있다.조인 수행을 해서 과 의 코드들은 티션 p0

에 한 번씩 송되면 되지만 의 코드들은 p0과 p1에 송되어야 하

므로 총 두 번 송된다.

히스토그램을 활용할 수 없어 체 역을 조사하는 경우,그림 5(b)

와 같이 분할된다.테이블 R의 코드들 랜덤으로  역에 배정된

코드들은 p0,p1,p2,p3에 송되고,비슷한 방식으로 의 코드들

은 p1,p5,p9,p12에 송되어 한 티션으로 송된 코드들 간에 조

인을 수행한다.이 경우 테이블 R의 코드들은 평균 3.8번 송되고 테

이블 S의 코드들은 4번 송되어야 한다.

만약 여기서 두 테이블의 크기가 모두 배로 증가한다고 생각해보자.

재 테이블 R과 S가 각각 4개로 분할되는 것이 개 정도로 분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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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기존 세타 조인의 제

것으로 바 어 테이블 R과 S의 코드가 4번 송 되는 것이 모두 번

정도 송되는 것으로 바 다.즉,테이블이 더 많이 나뉠수록 더 여러

번 송되어야하기 때문에 MBT는 가능하면 테이블을 게 나눠 한

티션의 크기가 커지도록 데이터를 분할하여 간 생성 데이터의 크기를

이는 방식을 사용한다.

MBT의 동작에 한 이해를 돕기 해 간단하고 구체 인 제를 통

해 실제 동작을 살펴보자.그림 6에서와 같은 테이블 R과 S가 DFS에

장되어 있고 이 데이터가 그림 7과 같이 분할된다고 하자.여기서 

코드는 p0,p1,p2,p3 티션에 송 되어야 하며  코드는 p0,p4,

p8,p12 티션에 송 되어야 한다.그러므로 그림 6의 map함수에서는

코드 에 해서는 키를 각각 p0,p1,p2,p3로 하여 출력하고 코드

에 해서는 키를 p0,p4,p8,p12으로 하여 출력한다.이와 같은 방식

으로 다른 모든 코드에 해서도 출력을 하여 이 제에서는 총 32개

의 키-값 을 출력하게 된다.

이 게 출력된 키-값 들이 셔 링 단계를 거치면 같은 키를 가지는

코드들이 해당 티션에 모이고 이 코드들이 하나의 리스트가 되어

reduce함수의 입력으로 주어지게 된다.입력된 코드들은 정렬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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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기존 세타 조인의 데이터 분할 방법

않은 상태이므로 reduce함수에서는 이 코드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테

이블 이름으로 구분하여 메모리에 장하고 모든 코드가 메모리에

장되면 두 테이블의 코드들 간에 조인하여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코

드들만 최종 결과로 출력된다.그림 6의 제에서는 그림 8의 질의를 사

용하여 value컬럼이 1이내의 차이가 나는 코드 만 출력되었다.

SELECTR.id,R.value,S.id,S.value

FROM R,S

WHEREABS(R.value– S.value)<=1

그림 8. 제에 사용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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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트리 세타 조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트리 세타 조인(STJ)’방식은 IRJ와 MBT

의 장 을 이용하여 세타 조인의 성능을 개선한다.IRJ는 데이터의 일부

만 메모리에 장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스트리 하여 조인을 수행할 수

있고,MBT는 데이터를 메모리 크기에 맞게 랜덤하게 분할하여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가상메모리의 디스크 입출력을 방지할 수 있다.이러한

장 들을 같이 이용하면 한 reduce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용

량 과 테이블 R S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메모리 부족문제가 생기

는 것을 방지하고 MBT방식에 비해 티션의 크기를 크게 하여 맵리듀

스 작업의 간 생성 데이터의 크기를 이면서도 동일한 질의를 처리할

수 있다.여기서 조인 알고리즘의 수행시간은 CPU에서 처리하는 시간에

비해 디스크 입출력 시간의 비 이 크다고 가정하고 디스크는 각 컴퓨터

마다 1개씩 있는 경우만 고려하여 하나의 컴퓨터에서는 동시에 하나의

reduce함수만 동작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1.이론 분석

3.1.1.히스토그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히스토그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MBT 방식은 각 reduce함수에서

출력되는 코드 수를 비슷하게 맞춰주기 해 그림 5(b)같이 분할한

다.그런데 여기서 티션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든다면 한 티션에 해

처리할 양은 어들지만 티션 개수가 늘어나 map함수의 출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티션을 가능하면 크게 만들어 map함수 출력의 크기

를 인다.하지만 메모리에 모든 데이터를 장한 상태로 조인을 수행

해야 하므로 한 티션의 가로와 세로 크기의 합은 메모리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TJ는 테이블 R의 코드만을 메모리에

장하고 테이블 S의 코드는 스트리 방식으로 하나씩만 읽으면서

테이블 R의 코드들과 조인을 수행한다.테이블 R의 코드들만 메모

리에 장하면 되기 때문에 그림 9의 (a)와 (b)처럼 테이블 R의 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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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스트리 세타 조인(STJ)에서의 분할

메모리 크기보다 작도록 와  는 와  같이 나 며 테이블

S는 역은 나 지 않아도 된다.결과 으로 티션의 크기는 커지고 개

수는 어들며 그림 9(b)의 경우 테이블 R의 코드는 한 번만 송하

고 테이블 S의 코드는 두 번만 송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코드들

이 여러 번 복사되어 간 생성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데이터의

크기가 맵리듀스를 이용하는 세타 조인의 성능에 큰 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해 자세히 살펴본다.

Observation1: 티션 개수가 많아질수록 map함수 출력의 크기가

커져 성능 하가 발생한다.

map함수 출력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분할 방법을 찾기 해 테이블

R과 S의 크기가 |R|과 |S|이고 메모리에 장될 수 있는 코드의 수가

이라고 하고 이때 R과 S를 나 는 개수를 각각 과 라고 놓아보

자.( 를 들어 그림 9(b)에서는  이고  이 된다.)여기서 map

함수 출력의 크기는 가 되며 이 값은 과 에 단조 증가하

므로 map함수 출력의 크기를 이기 해서는 과 는 가능하면 작

아야 한다.

Observation2:reduce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크기를 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장하려고 하면 디스크 입출력이 증가해 reduce함

수의 성능 하가 발생한다.

과 가 작을수록 map함수 출력의 크기가 어들지만,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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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크기가 이라고 할 때

⌈


⌉이고 ⌈


⌉이면 어느 한 테이블의 내용도 메모리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없어 조인 연산의 일부는 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에

해 수행되므로 성능 하가 발생한다.이런 문제를 피하기 해서는

≧⌈
⌉이거나  ≧⌈

⌉이 되도록 과 를 정해줘야 한다.

분할 방법:  ⌈
⌉이고  로 놓거나  ⌈

⌉이고
 로 놓으면 Observation1과 2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지

까지의 수식에서 R과 S는 칭 이어서 1개로 나 는 테이블을 S로

놓고 다른 한 테이블은 R로 놓을 수 있으므로 STJ는 식 (1)과 (2)를 이

용하여 과 을 결정한다.

 ⌈
⌉ 식 (1)

  식 (2)

Observation3:STJ방식에서 식 (1)과 (2)를 이용하여 분할을 하면

MBT방식 비 1/4정도 까지 간 생성 데이터를 일 수 있다.

이제 두 방식의 송량의 비를 구해 으로서 STJ를 이용해 map함수

출력의 크기를 일 수 있는 한계를 알아본다.STJ에서 테이블 R을 

(=⌈
⌉)개 구간으로 나 면  이 되어 R은 한 번 송되고 S는

번 송되어 체 map함수 출력의 크기는 ⌈
⌉가 된다.

MBT에서는


(=


+


)이상의 map함수 출력이 생기므

로 |R|과 |S|가 커지면 두 방식의 송량의 비는 1/4에 가까워진다.즉,

STJ방식을 이용하면 MBT 방식 비 map함수 출력의 크기를 최

75% 까지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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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히스토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그림 4와 같은 질의에 해 히스토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티션에 꼭 필요한 코드만 입력으로 수 있으므로 맵리듀스 작업이

MBT 는 STJ에 의해 각각 그림 5(a) 는 9(a)와 같이 분할된다.테

이블 R은 두 방식 모두에서 동일하게 한 번씩만 송되지만 테이블 S에

해서는 조 다르다.MBT 방식으로는 가 p0과 p1에,가 p1과

p2에,가 p2와 p3에 송되고,STJ방식으로는 가 p0과 p1에 송

된다.하지만 버킷 개수가 많아질수록 ,,과  처럼 MBT와

STJ에서 서로 다르게 송되는 범 의 코드 수는 어들기 때문에 두

방식의 map함수 출력의 총 크기는 거의 비슷하며 수행 시간에 있어서

도 STJ는 MBT에 비한 성능 하가 생기지 않는다.

3.2.의사코드

지 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스트리 세타 조인에 한 의사코드를

살펴본다. 의사코드는 맵리듀스의 수행 단계에 맞춰 map 함수,

Partitioner클래스,SortComparator클래스,GroupingComparator클래스

와 reduce함수로 나타냈다. 한 그림 16과 18의 제와 함께 체 동

작을 자세히 살펴본다.그림 16의 셔 링 단계는 그림 17을 통해 별도로

도식화하여 설명한다. 제는 그림 6의 입력 테이블과 그림 8의 질의를

그 로 이용하므로 그림 6과 16을 비교해보면 MBT와 STJ의 차이를 쉽

게 알 수 있다.

3.2.1.map함수

그림 10에 있는 map함수는 맵리듀스의 처리 과정상 가장 먼 실행

된다.각 테이블의 코드는 map함수의 인수 v로 입력되고 라인 1~4에

의해 어느 테이블의 코드인지에 따라 송될 티션이 결정된다.그림

9(b)와 같이 분할된 경우 입력된 코드 v가 에 속한다면

findDestPart(“R”,v)에 의해 목 지 리스트 destList로 p0을 얻는다.입

력된 코드가 에 속한다면 findDestPart(“S”,v)에 의해 목 지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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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map(k,v)

k:(사용되지 않음)

v:테이블 R 는 S의 코드

begin

1. ifvisfrom Rthen

2. destList← findDestPart(“R”,v)

3. else

4. destList← findDestPart(“S”,v)

5. foreachpartNum indestList

6. ifvisfrom Rthen

7. emit<partNum*2,v>

8. else //visfrom S

9. emit<partNum*2+1,v>

end

그림 10.스트리 세타 조인(STJ)Mapper클래스의 의사코드

트 destList로 p0과 p1를 얻는다.라인 7과 9의 emit함수를 통해 각 목

지에 해 값이 복사되어 출력된다.

나 에 셔 링 단계에서는 map함수에서 emit된 모든 코드들을

티션 번호와 속해있던 테이블 이름에 의해 정렬해야하는데 여기서는 이

를 하나의 숫자에 해서만 정렬하면 모든 정렬을 끝마칠 수 있도록 그

림 10의 라인 7과 9처럼 티션 번호 partNum에 2를 곱한 후 테이블 S

에서 온 코드에 해서는 1을 더한 값을 키로 사용한다.즉,테이블 R

의 코드에 해서는 짝수가 되며 테이블 S의 코드에 해서는 홀수

가 된다.이 숫자가 map함수 출력의 키가 된다.

를 들어 그림 16의 테이블 R과 S에 해 그림 18과 같이 분할이 된

다고 하자.여기서 은 p1에 송되어야 하며 티션 번호는 1이기 때

문에 1*2+0을 하여 키가 2가 된다.의 경우에는 p0과 p1에 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0*2+1과 1*2+1을 계산하여 1과 3를 키로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송된 코드들은 셔 링 단계를 거쳐 인 한 짝수와 홀수 번호의

키가 같은 티션이 되어 한 reduce함수에 입력되어야 한다.그림 16의

셔 링 단계는 이때 사용되는 클래스들의 의사코드와 함께 그림 17의

제로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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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셔 링 단계의 Partitioner클래스

map함수에서 출력된 코드들은 인 한 짝수와 홀수의 키의 코드

들이 하나의 리스트로 정렬되어 reduce함수에 달되어야 하므로 셔

링 단계의 Partitioner 클래스, SortComparator 클래스와

GroupingComparator클래스를 정의해주어야 한다.그림 11은 Partitioner

클래스의 의사코드를 보여 다.map함수에서 키를 출력할 때 티션

번호에 2를 곱한 후,같은 티션으로 달되는 코드라도 테이블 R에

서 온 코드는 0을 더하고 테이블 S에서 온 코드는 1을 더했으므로

원래는 키에서 2로 나 몫에 해당하는 번호의 티션으로 달되어야

한다.이를 해 맵리듀스의 셔 링 단계 Partitioner클래스를 그림

11과 같이 정의해 다.getPartition함수의 라인 1은 map함수에서 출력

된 키를 2로 나 몫을 구한다.총 티션 개수보다 하둡 클러스터에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reduce함수의 수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

실행 가능한 reduce함수의 수인 n으로 나 나머지를 계산한다.

그림 17의 Partition단계에는 이 클래스의 동작의 제가 있다.이 단

계를 통해 map함수 출력의 키가 인 한 짝수와 홀수인 코드들이 같

은 티션이 되었으며 코드들은 아직 정렬되어있지 않다.

classPartitioner{

FunctiongetPartition(k,v,n)

k:키(key)

v:값(value)

n:동시에 실행 가능한 reduce함수의 수

begin

1. returnfloor(k/2)% n

end

}

그림 11.스트리 세타 조인(STJ)Partitioner클래스의 의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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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셔 링 단계의 SortComparator클래스

맵리듀스 셔 링 단계의 Partitioner를 통해 모인 코드들은

SortComaparator에 의해 정렬된다.(정확히는 map함수의 출력이 다른

컴퓨터로 송되기 에도 이 함수를 통해 일부 정렬한 후 디스크에

장 해둔다.)map함수 출력의 키는 티션 번호와 테이블 이름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즉,키에서 getPartition함수를 통해 티션 번호

를 알 수 있고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테이블을 알 수 있다.이 을

활용하기 해 하둡에서 SortComparator의 compare함수를 호출하여 키

에 해 정렬을 해주도록 하면 티션 번호와 테이블 이름에 해 정렬

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림 12의 compare함수를 통해 키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하여 이를 이용해 체 코드를 정렬한다.라인 1

에 있는 cmp함수는 두 정수 키 k1과 k2를 비교한다.k1이 k2보다 작으

면 –1을 반환하고 크면 1을 반환하며 k1과 k2가 같으면 0을 반환한다.

이에 한 제는 그림 17의 Sort단계에서 보여 다. 코드들이 임

의의 순서이던 것을 키에 해 정렬해서 키가 0인 코드는 키가 1인

코드 앞에 오도록 하고 키가 2인 코드는 키가 3인 코드 앞에 오도록

한다.여기서 값에 해서 정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값은 임의의 순

서가 될 수 있지만 조인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classSortComparator{

Functioncompare(k1,k2)

k1:하나의 키(key)

k2:다른 하나의 키(key)

begin

1. returncmp(k1,k2)

end

}

그림 12.스트리 세타 조인(STJ)SortComparator클래스의

의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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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셔 링 단계의 GroupingComparator클래스

GroupingComparator클래스는 reduce함수에 한 번에 입력될 리스트

를 결정하기 해서는 그림 13에서와 같이 compare함수를 정의해주어

야 한다.맵리듀스는 기본 으로 키가 같은 코드들만 한 리스트로 만

들어 reduce함수의 입력으로 주는데 STJ는 다른 테이블의 내용이더라

도 티션 번호가 같은 코드라면 reduce함수에 한 번에 입력될 수 있

도록 특별히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그림 13의 compare함수에서 라인

1과 2를 보면 키를 2로 나 몫을 이용해 티션 번호를 구한다.이 값

들이 라인 3에서 비교되면 테이블 이름과 상 없이 원래 송해야 할

티션 번호가 같은 코드들끼리는 cmp함수의 결과가 0이 되어 티션

번호가 같다고 계산되므로 이러한 코드들끼리는 한 리스트로 reduce

함수에 입력된다.

를 들어 그림 17의 마지막 단계를 보면 이 단계에서 키에 해 정

렬된 코드들은 0과 1 는 2와 3처럼 인 한 짝수와 홀수 코드들이

므로 2로 나 몫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티션으로 계산된다.이

코드들은 하나의 리스트가 되어 reduce함수에 입력된다.

classGroupingComparator{

Functioncompare(k1,k2)

k1:하나의 키(key)

k2:다른 하나의 키(key)

begin

1. n1← floor(k1/2)

2. n2← floor(k2/2)

3. returncmp(n1,n2)

end

}

그림 13.스트리 세타 조인(STJ)GroupingComparator클래스의

의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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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educer{

Functionreduce(k,listOfV)

k:키(key)

listOfV: 코드 리스트

begin

1. listOfR← getrecordsofRfrom firstpartoflistOfV

2. foreachrecordvofSremaininginlistOfV

3. JoinWithList(listOfR,v)

end

}

그림 14.스트리 세타 조인(STJ)Reducer클래스의 의사코드

3.2.5.reduce함수

맵리듀스의 셔 링 단계가 모두 끝나면 그림 14의 reduce함수가 수행

된다.reduce함수의 입력은 셔 링 단계를 거쳐 키에 해 정렬되었으

므로 입력 리스트에서 테이블 R의 모든 코드들은 테이블 S의 코드

앞에 온다.reduce함수의 라인 1에서 입력된 리스트를 순서 로 읽으면

서 키가 짝수인 테이블 R의 코드는 리스트 listOfR로 메모리에 장한

다.입력 리스트를 계속 읽으면서 listOfR에 장하다가 키가 홀수로 바

면 이후 코드들은 모두 테이블 S의 코드들이므로 각 코드를 라

인 3의 JoinWithList함수를 통해 이미 메모리에 장된 테이블 R의

코드들과 조인을 수행한다.

테이블 R의 코드는 3.1 에서 설명된 방법에 의해 메모리에 장될

수 있는 만큼만 송되고 테이블 S의 코드들은 그림 14의 라인 2~3에

서와 같이 하나씩만 읽으면서 테이블 R의 코드들과 조인 수행 후 메

모리에는 장하지 않으므로 메모리를 최 한 활용하면서도 메모리가 부

족해서생기는 가상 메모리에 한 디스크 입출력을 피할 수 있다.

그림 16의 제에서 reduce함수의 동작을 보자.입력 리스트를 읽으

면서 키가 짝수인 테이블 R의 코드들은 메모리에 장하다가 키가 홀

수로 바 면 이제 테이블 S에 한 코드가 입력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테이블 S의 코드는 이미 메모리에 장되어있는 테이블 R의 코

드들과 조인을 수행하여 조인 질의를 만족하는 것을 최종 결과로 출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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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JoinWithList(listOfR,v)

listOfR:테이블 R의 코드에 한 정렬된 리스트

v:테이블 S의 코드

begin

1.index← binarySearch(listOfR,v)

2.forj=index-1to0

3. ifjoinTest(listOfR[j],v)then

4. emit(listOfR[j],v)

5. else

6. break

7.ifindex<listOfR.sizethen

8. ifjoinTest(listOfR[index],v)then

9. emit(listOfR[index],v)

10.forj=index+1tolistOfR.size-1

11. ifjoinTest(listOfR[j],v)then

12. emit(listOfR[j],v)

13. else

14. break

end

그림 15.범 질의에 한 조인의 의사코드

다.테이블 S의 코드는 메모리에 장하지 않으므로 이에 한 추가

인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는다.

이 게 STJ에 의해 수행된 조인 질의는 MBT와 동일한 결과를 출력

한다.하지만 맵리듀스의 처리 과정상 map함수에서 출력되어 디스크에

입출력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송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크게 어들게

된다.앞서 Observation3에서 보았듯이 이 게 송되는 데이터의 크기

는 최 75% 감소될 수 있다.그림 16의 STJ 제에서 map함수의 출

력이 12개인 것을 그림 6의 MBT 제에서는 map함수의 출력이 32개

인 것과 비교해보면 같은 입력 데이터와 같은 질의에 해서 STJ방식

에 의해 간 생성 데이터 크기가 62.5%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이처

럼 STJ방식은 map함수에서 MBT방식보다 훨씬 은 수의 키-값

이 생성되므로 이에 한 디스크 입출력과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로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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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스트리 세타 조인의 제

그림 17.스트리 세타 조인의 셔 링 단계 제

이 향상된다.

STJ는 그림 14의 reduce함수에서 테이블 R의 코드들과 테이블 S

의 코드 하나에 해 조인을 수행하기 해 라인 3의 JoinWithList함

수를 호출하는데 이 함수의 구 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조인을

수행할 수 있다.listOfR의 자료구조는 질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

등조인은 해시를 쓰는 것이 유리하고 범 조인과 같은 세타 조인은 정렬

된 배열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림 15에는 그림 4와 같은 범 질의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JoinWithList 함수의 의사코드가 있다. 그림 15의 라인 1에서

binarySearch함수를 통해 이진 탐색하여 테이블 S의 코드가 비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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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스트리 세타 조인의 데이터 분할 방법 제

테이블 R의 코드에 한 인덱스를 찾는다.찾은 인덱스를 기 으로 그

인덱스의 ,그 인덱스와 그 인덱스의 아래 역에 해 각각 라인 2~6,

라인 7~9와 라인10~14에서 joinTest함수를 통해 해당 역의 코드와

테이블 S의 코드에서 비교하려는 컬럼이 찾는 범 이내에 있는지 확

인하고 조인 조건을 만족하면 두 코드를 emit함수를 통해 결과로 출

력한다.범 질의이므로 그림 14에 있는 reduce함수의 라인 1에서 테이

블 R의 코드를 정렬된 상태로 listOfR에 장해두어야 이처럼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다.

3.3.장 단

스트리 세타 조인을 이용하면 조인 질의를 처리할 때 map함수의

출력 크기가 최소가 되어 디스크 입출력과 네트워크 송량을 일 수

있다.입력되는 데이터가 커질수록 MBT 비 수행시간 감소의 효과가

커지므로 입력이 클 경우 최소의 수행시간으로 조인 질의를 수행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맵리듀스 작업을 수행할 때 아마존의 EC2와 S3같은 서비스를 이용하

여 여 받은 컴퓨터로 하둡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도 있다.이때 컴퓨터

의 사용 시간에 따른 비용 뿐 아니라 디스크에 장되는 용량과 디스크

근 명령의 수행 횟수 등에 따라 과 되기 때문에 맵리듀스로 처리하

는 데이터 크기를 이는 것이 비용을 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밖에도 스트리 세타 조인 방식은 간단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할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3]에 의한 방법은 메모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다

양한 모양의 역으로 나눠보고 그 가장 합한 방식을 선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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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맵리듀스 데이터를 분할하는 다양한 방법

이 과정이 복잡하며 반복문을 여러 번 수행하므로 데이터 분할을 결정하

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하지만 스트리 세타 조인은 메모리 크기와 테

이블의 크기를 이용해 단순한 계산만 하면 되므로 데이터 분할을 간단하

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

반면 스트리 세타 조인에는 단 도 존재한다.지 까지는 입력되는

데이터가 하둡 클러스터의 모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가정했는데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지 까지 3.1 에서 설명한 방식과 조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할할 때 수행시간이 더 어들 수도 있다.

를 들어 10 의 컴퓨터로 이루어진 하둡 클러스터에서 그림 19(a)

에서와 같이 테이블 R의 크기가 reduce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

리 크기의 3배이고 테이블 S는 이에 비해 훨씬 크다고 생각해보자.스트

리 세타 조인의 방식으로는 데이터가 그림 19(a)와 같이 분할되어 3

의 컴퓨터에서 reduce함수가 수행된다.여기서 테이블 R과 S는 입력

순서를 바꾸어서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그림 19(b)와 같이 테이블 S를

나 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할할 수도 있다.이때는 테이블 S가 한 번

만 송되고 테이블 R이 여러 번 송되며 그림 19(a)에 비해 작업의

분산이 잘될 수 있다.여기서는 테이블 S가 1번 송되는 신 테이블

R은 8번 송되어 8 의 컴퓨터에서 reduce함수가 수행된다.

다른 방법으로 그림 19(c)와 같이 테이블 S를 3개로 나 어 처리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식은 그림 19(a)의 방식에 비해 테이블 R은

두 번 더 송되어 디스크 입출력 량과 네트워크의 송량이 늘어나지만

티션이 더 작아져 한 의 컴퓨터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크기가

어들기 때문에 총 수행시간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4장에서는 이

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성능 개선을 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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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용모델이 용된 스트리 세타 조인

앞서 제안한 스트리 세타 조인 방식은 입력으로 주어진 두 테이블이

커서 하둡 클러스터의 모든 컴퓨터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우에 해서

만 고려하 다.하지만 테이블 R의 크기가 작아서 모든 컴퓨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복사량이 늘어나더라도 테이블을 조

더 작게 분할하여 더 많은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하면 수행시간을 일

수도 있다.이런 경우에 해서도 고려하기 해 그림 20과 같이 일반화

된 데이터를 분할방법을 생각해본다.

를 들어 하둡 클러스터에 10 의 컴퓨터가 있을 때 그림 20과 같이

테이블 R이 작은 경우 이 3이고 가 1이면 티션이 3개가 되어

reduce함수가 동시에 3개만 동작하게 된다.하지만 를 2로 하면 송

할 데이터가 테이블 R의 코드만큼 더 생성되지만 티션의 크기가 작

아지고 reduce함수 6개가 동시에 동작할 수 있어 수행시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다.

이때 를 2이상으로 증가시켜 하둡 클러스터를 더 효율 으로 활용

하려면 이 컴퓨터 개수의 1/2이하가 되어야 한다.이런 것을 고려하

기 해 테이블 R의 크기가 동시에 실행 가능한 reduce함수에서 사용

하는 총 메모리크기의 1/2을 과하면 타입 A의 경우로 정의하고 그

지 않으면 타입 B의 경우로 정의한다.

그림 20.데이터를 분할하는 일반 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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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디스크를 심으로 본 맵리듀스 작업의 진행 순서

4.1.비용모델

3장에서 알아본 데이터 분할 방법은 타입 A의 경우에 한 방법이다.

하지만 타입 B의 경우에 한 데이터 분할 방법은 타입 A의 경우와는

다르게 비용모델을 통해 이 진다.

비용모델을 만들기 해 먼 맵리듀스의 동작을 단계별로 살펴본다.

여기서는 맵리듀스 작업 디스크 입출력과 네트워크에서 부분의 시

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므로 맵리듀스 작업의 흐름을 디스크와 네트워크

심으로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은 원본 데이터를 map

함수의 입력으로 읽기,<2>는 map함수의 출력 쓰기,<3>은 쓰여진

map함수의 출력을 다시 읽어 네트워크로 송하기,<4>는 송된 데

이터 쓰기,<5>는 이 데이터를 reduce함수의 입력으로 읽기,<6>은

reduce함수에서 질의를 수행한 후 결과 쓰기를 나타낸다.

그림 20과 21를 통해 스트리 세타 조인의 체 과정을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과 를 정한 후  의 컴퓨터로 이루어진 하둡 클러스터

에서 맵리듀스가 실행되면 <1>에서 원본 테이블의 코드를 map함수

에서 읽고 이 코드의 컬럼들 질의에 필요한 컬럼만 남긴다

(projection).테이블 R을 개로 나 고 테이블 S는 개로 나 므로 테

이블 R의 코드는 번 송되고 테이블 S의 코드는 번 송된다.

이 게 map함수에서 출력된 데이터는 <2>에서 map함수가 수행된 컴

퓨터의 디스크에 쓰여 진다.<3>에서는 디스크에 쓰인 데이터를 다시

읽어 네트워크를 통해 각 티션 번호에 해당하는 reduce함수로 송하

고 <4>에서는 여러 map함수에서 송받은 데이터를 디스크에 장하

고 정렬한다.이 데이터가 <5>에서 읽 reduce 함수에 입력되며

reduce함수에서 각 입력 데이터에 해 질의가 처리되고 출력결과는

<6>에서 디스크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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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리듀스 동작의 체 과정을 정확히 비용모델에 반 하기는 힘들지만

데이터 복사에 의해 처리할 데이터 량이 크게 증가하는 <2>~<5> 단계

의 디스크 입출력에 해 비용모델을 만들기로 한다.네트워크를 통한

송 데이터의 크기도 map함수에서 출력된 데이터의 크기에 향을 받

을 수 있지만 네트워크 스 치의 송 속도가 디스크의 입출력 속도보다

빨라 디스크 입출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

므로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2>와 <3>단계는 map함수에서 출력된 서로 같은 데이터에

해 디스크에 쓰고 다시 읽으며 <4>와 <5>단계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

에 본 논문에서는 디스크 입출력을 비용으로 고려하여 <2>와 <3>단계

의 디스크 입출력 량을 묶어 ‘map단계의 비용()’으로 부르고

<4>와 <5>단계의 디스크 입출력 량을 묶어 ‘reduce 단계의 비용

()’으로 부르기로 한다.데이터는 하둡 클러스터의 여러 컴퓨터

에 분산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가장 오래 걸리는 reduce함수를 기 으로

비용을 정한다.

먼 map단계의 비용을 구해본다.map함수 출력의 체 크기는 각

테이블의 크기에 송할 때의 복사 횟수를 곱해서 얻을 수 있다.즉 테

이블 R은 번 송되어 map함수의 최종 출력으로 테이블 R에 해서

는 크기가 인 데이터가 생성되고 테이블 S에 해서는 번 송되

어 크기가 인 데이터가 생성되어 총 만큼 데이터가 생성

되며  의 컴퓨터에서 항상 잘 분산되어 처리되므로 map단계의 비용

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식 (3)

이 단계의 비용이 과 에 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해 

과 에 한 그래 를 그림 22에 그려보았다.5장에는 10 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5GB와 20GB데이터에 한 실험 결과가 있는데 이것과 비교

해보기 해   ×,  ×, 으로 두고 그래 를 그

렸다.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고정길이 코드이므로 과 는 단순히

5와 20에 비례하는 값이면 되지만 비용으로 나온 수치가 당히 큰 값이



28

그림 22.map단계의 비용 그림 23.reduce단계의 비용

되도록 1024를 곱했다.그림 2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비용은 과 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reduce단계의 비용을 구해본다.reduce단계의 비용은

총 티션 개수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reduce함수의 수에 향을 받

게 된다. 티션 개수는 이고 동시에 실행되는 reduce함수의 수는

이므로 개의 티션을  의 컴퓨터에서 수행할 때 한 컴퓨터에서

는 최 ⌈
⌉개의 티션을 처리해야 한다.각 티션은 두 테이블

로부터 





만큼의 데이터를 입력받으므로 reduce단계의 비용은 식

(4)와 같다.

 =



 ⌈
⌉ 식 (4)

과 의 변화에 따른 reduce단계의 비용 한 그래 는 그림 23에

나타나 있다.,,의 값은 그림 22를 그릴 때와 같은 값을 사용했

다.그림 23을 보면 과 에 따라 비용이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식 (4)에 ceiling함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를 들어 이 3

인 경우에는 가 1일 때의 값보다 2나 3일 때 비용이 더 작게 계산되

는 것을 볼 수 있다.가 1이면 총 티션 개수가 3개가 되어 그림 19

(a)와 같이 데이터가 분할되고 10 의 컴퓨터 3 의 컴퓨터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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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비용모델에 의한 총 비용

reduce함수가 실행된다.를 증가시켜 3으로 두면 그림 19(c)와 같이

데이터가 분할되기 때문에 가 1일 때보다 테이블 R은 두 번 더 송

되어 map단계의 비용은 증가하지만 각 티션을 해 입력해야할 데이

터의 크기는 





에서 





으로 어들게 되어 티션 크기는

작아진다. 티션 개수는 9개로 늘지만 하둡 클러스터의 10 컴퓨터

9 의 컴퓨터에서 reduce 함수가 각각 한 번씩만 수행되면 되므로

reduce단계의 비용은 어든다.여기서 를 4로 증가시키게 되면 티

션이 총 12개가 되어 한 티션을 해 입력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더

어들지만 한 번에 10개의 reduce함수가 실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두

컴퓨터에서는 두 개의 티션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이 오히려 reduce단

계의 비용은 증가한다.

map단계와 reduce단계는 같은 데이터와 같은 디스크를 사용하므로

두 비용을 같은 가 치를 두고 식 (3)과 (4)를 더해 식 (5)와 같이 총 비

용 을 구할 수 있다.

 






 ⌈
⌉ 식 (5)

그림 24는 식 (5)를 이용해 계산한 총 비용의 그래 를 보여 다.이

그래 를 보면 비용모델에 의해 비용이 최소가 되는 것으로 단되는

과 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비용모델이 실제 실험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은 5.2 에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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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비용모델의 장 단

비용모델을 이용할 때의 가장 큰 장 은 비용모델에 의한 값이 작아지

는 데이터의 분할을 선택하여 한 컴퓨터에서 최 로 처리해야 하는 데이

터의 크기를 여 수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다.

반면 식 (1)과 (2)를 이용했을 때보다 더 큰 과 의 값을 이용하게

되면서 하둡 클러스터 체 으로는 간 생성 데이터의 크기는 증가하

는 단 이 있다.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질의를 하나씩 처리하는 것만 고

려했지만 하둡 클러스터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처리해야

할 질의가 한 번에 여러 개씩 주어져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

을 가정해보면 식 (1)과 (2)에 의해 과 을 작게 잡는 것이 체 인

성능에는 더 좋을 수도 있다.

한 그림 21의 <1>과 <6>단계와 셔 링 단계에서 일어나는 정렬에

한 비용은 반 하지 못했기 때문이 실제 수행시간과 비용모델에 의한

측이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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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실험 분석

실험은 마스터 컴퓨터 1 와 슬 이 컴퓨터 10 로 이루어진 하둡

클러스터에서 수행했다.각 컴퓨터는 Inteli3-2120 CPU,4GB 램과

250GB HDD로 구성된다.HDFS의 블록 사이즈는 련 연구[6]을 고려

해 256MB으로 설정했다.데이터는 기존 연구[3]과 같이 지상과 해상

측소에서 얻은 날씨 데이터[18]을 이용했다.실험할 테이블의 용량에 맞

춰 체 데이터 일부를 사용했고 테이블마다 하나의 일로 묶어서

실험을 수행했다.모든 실험은 그림 4의 질의를 세 번씩 수행하고 평균

을 구했다.

5.1.히스토그램의 버킷 개수 변화

이 실험에서는 타입 A의 경우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해서 2.3 에서

설명한 MBT와 3장에서 설명한 스트리 세타 조인(STJ)의 수행시간을

비교한다.두 방식 모두 히스토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에 해 수행할 수 있으므로 [3]의 실험과 같이 히스토그램의 버킷 개수

를 바꿔가며 실험하고 비교했다.데이터는 [18]의 데이터 20GB를 뽑

아 ==20GB로 하여 자기조인(selfjoin)을 수행했다.표 1와 2은

MBT와 STJ가 생성하는 티션 개수와 각 단계별 수행시간을 보여

다. 체 수행시간은 통계정보(히스토그램)생성, 티셔닝과 조인 수행

을 포함한다.버킷 개수가 늘어날수록 통계정보의 크기가 커지므로 통계

생성 시간이 증가하고,조인은 통계정보가 부족할수록 결과가 나오지 않

는 역을 제외하기 힘들기 때문에 버킷 개수가 어들수록 조인 수행시

간이 증가한다.(MBT의 분할은 코드의 최 화를 통해 [3]보다 시간이

단축된 상태로 비교하 다.)

두 방식 모두 데이터의 분할을 결정하기 해 테이블 R과 S의 크기와

메모리 크기 을 입력해줘야 한다.각 크기는 비율만 맞춰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크기를 코드 수로 입력해 테이블 R의 크기   ,

테이블 S의 크기   ,메모리 크기 으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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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버킷 개수에 한 총 수행시간

버킷 개수

( 티션 개수)



(529)



(178)



(37)



(24)



(24)



(23)



(23)

통계생성 N/A 153 161 156 156 173 319
분할결정 0 0 0 0 0 1 10

조인 9706 2447 438 382 385 380 391
체 9706 2600 599 539 541 554 720

표 1.기존 맵리듀스 세타 조인(MBT)의 각 부분 별 수행시간( )

버킷 개수

( 티션 개수)



(12)



(17)



(13)



(12)



(12)



(12)



(12)

통계생성 N/A 161 158 157 156 176 324
분할결정 0 0 0 0 0 0 2

조인 2047 734 375 354 363 360 352

체 2047 895 533 511 519 536 678

표 2.스트리 세타 조인(STJ)의 각 부분 별 수행시간( )

그림 25은 MBT와 STJ의 체 수행 시간을 그래 로 비교해 보여

다.버킷 개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버킷

개수가 10개 이하일 때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히스토그

램을 사용하지 않아 버킷 개수가 1개인 경우의 실제 실험 수치를 보면,

MBT는 map함수에서 122억 개 정도의 키-값 들을 생성했지만 STJ

는 34억 개 정도만 생성하여 map함수 출력의 크기가 70% 이상 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실제 성능 측정에서도 MBT는 9706 가 걸렸지

만 STJ는 2047 가 걸려 STJ가 MBT에 비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질

의 처리를 마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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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데이터 분할 방법의 변화

히스토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장과 4장에서 설명한 스트리 세

타 조인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알아보기

해 과 를 바꿔가며 실험했다.

5.2.1.컴퓨터 10 에서 20GB데이터에 한 자기조인

이 실험에서는 3장에서 설명한 스트리 세타 조인이 사용되는 타입

A의 경우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조인 수행 특성을 보기 해 테이블 R과

S의 크기가 모두 20GB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기조인을 수행했다.과

는 각각 9~20과 1~4으로 바꿔가며 실험을 했고 각 수행시간을 그림

26에 그래 로 나타냈다.은 8로 낮춰 실행했을 때는 한 테이블의 1/8

이 한 개의 reduce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안에 장되지 못해

정상 으로 실험을 마칠 수 없어 실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26을 보면  , 인 지 에서 수행시간이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과 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수행시간도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를 통해  , 로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맵리듀스가 실행되는 각 reduce함수에서 필

요한 메모리가 확실히 확보 되어야 질의 처리 수행이 완료될 수 있고 그

지 않을 경우 수행을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 하둡 클러스터의

각 컴퓨터 상황에 따라 reduce함수의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달라질 수

있고 STJ는 코드를 티션에 랜덤하게 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을 한계까지 낮추려고 하기 보다는 여유를 두고 을 조 크게 결정

하는 것이 안 하다.

비용모델은 타입 B의 경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더 많이 분할하기

해 만들었지만 타입 A의 경우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해서는 비용모델

이 어떻게 측하는지 보기 해 테이블 R과 S의 크기가 모두 20GB인

데이터에 한 자기조인에 해서 그림 27과 같이 그래 를 그려보았다.

그림 26에서는 체 그래 가 과 가 증가함에 따라 수행시간이 항

상 증가하 지만 그림 27의 비용모델에서는 특정 에 해서는 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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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20GB데이터에 한
자기조인 측

그림 26.20GB데이터에 한
자기조인 실험

인 경우 더 비용이 은 것으로 측하기도 했다.이것은 데이터가 크면

비용모델에서 고려한 것 이외의 향이 증가하여 측이 달라질 수 있음

을 보여 다.타입 A의 경우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비용모델을 이용해

수행시간에 한 비용을 측하려고 하기보다는 map함수의 출력을 기

으로 맵리듀스의 간 생성 데이터의 크기를 가능하면 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다.

5.2.2.컴퓨터 10 에서 5GB와 20GB데이터에 한 조인

이번 실험은 타입 B의 경우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해 4장의 비용모

델과 실제 실행 결과를 비교해보기 한 것으로,10 의 컴퓨터에서 테

이블 R의 크기는 5GB이고 테이블 S의 크기는 20GB인 데이터를 이용했

다.메모리 제한으로 인해 테이블 R은 3개 이상으로 분할해야하기 때문

에 은 3에서 5까지,는 1에서 12까지 바꿔가며 실험했다.그림 28은

이 수행시간을 그래 로 보여 다.이 그래 를 그림 24와 비교해보면

가 커질 때 실험의 수행시간은 비용모델에 의해 계산된 값보다 더 가

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이는 map함수의 출력량이 많아지면

서 셔 링 단계에서 정렬할 때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

다.그 지만 체 으로는 그림 24과 그림 28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먼 이 3인 경우를 보면 실험 결과로 얻은 수행시간도 비용모델에

의해 계산된 값과 마찬가지로 가 1일 때의 수행시간보다 가 3일 때

수행시간이 더 작았다.4장의 비용모델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

1일 때는 데이터가 3개로 분할되어 3 의 컴퓨터에서 처리되지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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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GB와 20GB데이터에 한 조인

그림 30.컴퓨터 5 에서 5GB
데이터에 한 자기조인의 측

그림 29.컴퓨터 5 에서 5GB
데이터에 한 자기조인 실험

3이 되면 데이터가 더 작은 크기의 티션 9개로 분할되어 9 의 컴퓨터

에서 한 번씩만 처리하면 되므로 수행시간이 단축된 것이다.를 4로

하면 한 티션의 크기는 더 작아지지만 테이블 R은 한 번 더 복사가

되어 이 증가하고 티션이 총 12개가 생겨 두 개의 티션을 처

리해야하는 컴퓨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 증가하여 체 인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비용모델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해 정확히 측 할 수 있

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실험을 통해 4장에서 알아본 비용모델이 실제 수행

시간을 유사하게 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2.3.이 밖의 실험

앞의 실험들 이외에도 비용모델과 비교해보기 해 하둡 클러스터의

컴퓨터 개수를 5 와 3 로 바꾸고 각각의 경우에 해 테이블 R과 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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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컴퓨터 5 에서 5GB와
20GB데이터에 한 조인 실험

그림 32.컴퓨터 5 에서 5GB와
20GB데이터에 한 조인의 측

그림 33.컴퓨터 3 에서 5GB
데이터에 한 자기조인 실험

그림 34.컴퓨터 3 에서 5GB
데이터에 한 자기조인의 측

크기가 모두 5GB일 때와 테이블 R의 크기는 5GB이고 테이블 S의 크기

는 20GB일 때에 한 조인도 수행했다.

그림 29는 컴퓨터 5 에서 테이블 R과 S의 크기가 모두 5GB인 데이

터 한 자기조인을 수행한 실험 결과이고 그림 30은 비용모델에 의한

측 값이다.이 경우 두 그래 에서 모두 과 가 증가할 때 수행시

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이 때 이 정해지면 는 1

로 두는 것을 최 의 분할 방법으로 측을 할 수 있고 실제 실험에서도

이 때 최소의 수행시간으로 실험을 마쳤다.

그림 31은 컴퓨터 5 에서 테이블 R의 크기는 5GB이고 테이블 S의

크기는 20GB일 때에 한 조인을 수행한 실험 결과이고 그림 32는 비용

모델에 의한 측 값이다.이 경우 이 4나 5인 경우에는 가 1일 때

비용이 최소가 되는 것으로 측하고 실제 수행시간도 이때 최소가 되었

다.이 3일 때는 가 변함에 따라 실제 수행시간과 측의 경향이 조

차이가 있었지만 가 3일 때 비용이 최소가 되는 것으로 측했고

실제 수행시간도 이때 최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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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컴퓨터 3 에서 5GB와
20GB데이터에 한 조인 실험

그림 36.컴퓨터 3 에서 5GB와
20GB데이터에 한 조인의 측

그림 33은 컴퓨터 3 에서 테이블 R과 S가 모두 5GB일 때에 한 자

기조인을 수행한 실험 결과이고 그림 34는 비용모델에 의한 측 값이

다.이 경우 두 그래 에서 모두 과 가 증가할 때 수행시간과 비용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이 때 이 정해지면 는 1로 두는 것

을 최소의 비용으로 측했고 실제 실험에서도 이 때 최소의 수행시간으

로 실험을 마쳤다.

그림 35은 컴퓨터 3 에서 테이블 R은 5GB이고 테이블 S는 20GB일

때에 한 조인을 수행한 실험 결과이고 그림 36은 비용모델에 의한

측 값이다.이 경우에도 각 에 해 비용이 최소가 되는 것으로 측

한 를 선택할 때 실제 수행시간도 최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비용모델이 실제 수행을 완벽하게 반 할 수는 없지만 지 까지의 실

험과 측 값에 한 비교를 통해 타입 B의 경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입력된 경우에는 비용모델을 이용하여 수행시간을 이는 데이터 분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3.컴퓨터 개수 변화

하둡 클러스터를 이루는 컴퓨터 개수가 증가할수록 실행속도가 얼마나

잘 증가하는지 보기 해 컴퓨터 개수를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했다.

테이블 R과 S의 크기가 모두 15GB인 데이터에 한 자기조인을 수행했

고 컴퓨터 개수는 3,5,7과 10 로 늘려가며 실험하 다.여기서는 과

는 각각 9과 1로 하 다.그림 37에서 컴퓨터 개수를 변화시켜가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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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컴퓨터 개수 변화에 따른
수행시간

그림 38.컴퓨터 개수 변화에 따른
상 속도

험한 수행시간을 그래 로 볼 수 있다.MBT와 STJ모두 컴퓨터 개수

가 증가함에 따라 수행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STJ가

MBT에 비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수행을 마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38은 컴퓨터 개수가 증가할 때의 상 속도를 보여 다.상 속도

를 보여주기 해 MBT와 STJ각각에 해 컴퓨터 개수가 3 일 때의

속도를 3으로 고정하 다.그래 를 보면 MBT는 선형 인 속도증가보

다 약간 더 높게 나왔고 STJ는 이보다 약간 더 낮게 나왔으며 체 으

로는 두 방식 모두 컴퓨터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 속도가 선형 인

것과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리 세타 조인에 한 실험에서 컴퓨터 개수가 7 일 때 상 속

도가 비교 작게 나왔는데 이는 =9이고 =1이어서 티션 개수가 9

개이지만 하둡 클러스터의 컴퓨터 개수가 5 일 때와 7 일 때 모두

티션을 두 개까지 처리하는 컴퓨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컴퓨터 개수가

증가하면 그림 21의 <1>~<3>단계에 한 수행시간은 항상 감소하기 때

문에 이 실험에서도 상 속도는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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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론

맵리듀스 임워크는 사용자가 몇 개의 함수만 정의해주면 자동으로

병렬 분산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면서 내고장성(faulttolerance)등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서버 이 아닌 일반 컴퓨터가 수백 이상 연결

되어있는 클러스터에서도 비교 리의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언제라도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가정하

고 이에 비하기 해 동작 발생하는 데이터를 디스크에 기록하므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클수록 맵리듀스의 수행시간이 더욱 오래걸리는

것을 이기 해서는 map함수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의 크기를 이는

것이 요하다.

량의 데이터에 해서는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보다 하둡

클러스터의 컴퓨터들에 데이터를 분산 장하고 이것을 맵리듀스로 처리

하는 방식을 이용한다.큰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메모리만으로 데이터

를 모두 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해서는 가상 메모

리에 한 디스크 입출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능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두 테이블에 한 조인 질의를 처

리하는데 있어 한 테이블의 데이터만 메모리에 장하고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는 스트리 방식으로 읽으면서 세타 조인을 처리하는 ‘스트리

세타 조인’방식을 제안하 다.이 방식은 내부 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송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실험을 통해 실제로 기존 방식에 비

해 조인 질의의 처리 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보 다. 한 디스크 입출력

을 심으로 맵리듀스 동작에 한 비용모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주어

진 작업에 한 수행시간을 측하여 수행시간이 최소가 되는 데이터 분

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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